ㆍ전원 연결 다이어그램

USER MANUAL
ACC

ㆍ본체 구성 요소
페라이트 코어(노이즈 필터)

전방 카메라 커넥터(1)
전원 케이블 커넥터
리모트 커넥터

BATTERY

ㆍ카메라 & 브라켓 구성
페라이트 코어(노이즈 필터)

GPS 커넥터
페라이트 코어(노이즈 필터)

후방 카메라 커넥터(2)

페라이트 코어(노이즈 필터)는 본체쪽 가까이 장착하십시오.

ㆍ본체 후면부 구성
마이크로 USB 포트

후방 카메라 메모리카드 슬롯

로고가 윗면을 향하게 장착하십시오.
카메라는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라켓의 나사 구멍은 원하는 장착 위치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셋 버튼

페라이트 코어(노이즈 필터)는 위 사진과 같이 카메라
렌즈쪽 가까이 장착하십시오.

전방 카메라 메모리카드 슬롯

메모리 포맷 버튼

ㆍ리모트 콘트롤 구성 요소

ㆍ모터사이클 설치 위치 참고(예)

전방 카메라 LED표시등
방수 마이크
파일 강제저장 버튼

컨트롤러
본체

GPS

후방 카메라 LED표시등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녹화 중 락(강제저장)버튼을 눌러 현재 녹화중인 파일을
잠금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잠금 설정된 파일은
루프레코딩에 의해 삭제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Astro GEMINI)은 공식수입사인 ‘모토캠(MOTOCAM)’을 통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서에 구입일자 및 구입처 날인(사인)을 받으셔야 보증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품 구입시 필히 제품보증서에 날인(사인)을 받으시고 분실 및 훼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내용 :
1. 제품 구입 직후 제품 자체의 기능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구입처에서 새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2.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제품 자체의 기능적
결함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무상교환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구입일 증빙은 구매 영수증이 필요하며, 없을 시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부가 액세서리 파츠(브라켓, 스티커, 케이블, 포장재 등)은
A/S 대상이 아닙니다.(별도 구매 가능)

4.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나 스티커가 훼손 또는 손상되었을 시, 제품의 서비스나 보증은
무효 또는 유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무상 수리 서비스(A/S)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품 파손, 외부 케이블 단선 등 기능적 결함이 아닌 기기의 외형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지정된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사설 업체나 개인이 임의로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한 경우
-지속적인 수중 사용, 유독성 물질로 인한 손상, 우발적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기는
제품의 고장

공식 수입사

※ ASTRO GEMINI는 바이크용 주행영상 보조 기록장치입니다.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모토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품의 사양과 형태는 제품 성능의 향상을 위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USER MANUAL
Ⅰ · 인스톨 가이드

Ⅳ · 본체 기능

1. 파워 케이블을 키-온 배선에 연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양극(+)은 빨간색, 음극(-)은 검정색 배선입니다.
2. 리모트 컨트롤러와 전/후방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 선정
후 고정합니다.
(과다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렌즈가 너무 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십시오)
3. GPS수신기를 외부에 노출된 적절한 위치에 하늘을 향해
고정하십시오.

1. 리셋 : 시스템 리셋
2. 포맷 : 본체에 있는 포맷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메모리카드를 포맷합니다. 포맷 중에는 리모콘의 램프가
연속으로 점멸합니다.
3. 메모리카드 슬롯 : 128기가 용량까지 지원합니다.
파일명 :
a: FRONxxxx.MOV : 전방카메라 녹화파일
b: REARxxxx.MOV : 후방카메라 녹화파일

Ⅱ · GPS (위성위치확인시스템)

V · 스마트폰/태블릿으로 녹화된 영상 보기

1. 차량의 운행 기록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RegistratorViewer 6.0(DATAKAM Player)"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차량의 이동경로와 속도 등을 프로그램 오른쪽
상단에서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GPS수신기 장착 조건
2-1 GPS수신기의 윗면이 하늘로 향해야 하며, 금속 물체가
덮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2-2 GPS수신기를 연결 또는 제거할 때에는 제품의
전원연결이 차단 된 상태로 해야합니다.

1. 설치차량에 Key On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2. OTG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과 본체를
연결해주십시오.
* OTG 케이블은 반드시 스마트폰/태블릿 쪽 포트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3. 스마트폰/태블릿에‘USB저장소가 연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확인 후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파일매니저] 어플을 실행하여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안드로이드 폰/태블릿에서 영상이 올바르게 재생이 안될 경우
MX플레이어, KM플레이어 등 외부 플레이어 앱으로 실행해 주십시오.

Ⅲ · 카메라 작동 표시등 (LED)
1. 빨간 램프 켜져있음 : 에러, 녹화를 못하는 상태
2. 빨간 램프 점멸 : 기기 부팅
3. 파란 램프 빠르게 점멸 : 녹화를 시작하지만,
아직 GPS 신호가 잡히지 않은 상태
(GPS 신호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신호가
잡힌 후에 표시등은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4. 파란 램프 느리게 점멸 : 모든 기능 정상 작동중
5. 빨간/파란 램프 교차 점멸 : 카메라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6. 빨간 램프 2번, 파란 램프 1번 점멸 : 메모리 카드 에러
7. 파란 + 빨간 램프 켜져있음 (보라색) : USB 연결 중
8. 파란 램프 빠르게 점멸 > 빨간 램프 빠르게 점멸 : GPS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

사용상 주의할 점 :
1. 기기가 작동중일 때에는 메모리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과열 방지를 위해 본체를 덮거나 누르지 마십시오.
3. 케이블을 정확하게 연결하십시오.
4. 본 기기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32기가 메모리카드로만
가능합니다.
5. 전자파 노이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페라이트 코어
(노이즈 필터)를 부착해 주십시오.
6. GPS수신기를 연결 또는 제거할 때에는 제품의 전원연결을
차단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빨간 램프 켜져있음:
1) 메모리카드가 정확히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십시오.
3) 차량에서 기기를 탈거한 후 PC에 연결하여 컴퓨터가 USB
드라이브로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 파란 램프 빠르게 점멸
1) GPS신호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지형과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GPS신호가 잡힌 후 기기가 녹화중일 때에는 카메라 표시등은
파란 램프가 느린 점멸 상태로 바뀝니다.

3. 빨간 램프 빠르게 점멸
GPS 연결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기 전원을 끄고 올바르게
연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빨간/파란 램프 교차 점멸
카메라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끄고 연결을 확인 후
다시 시도해주십시오.

5 . 보라색 램프(파란과 빨간 램프 모두 들어온 상태)
USB모드. USB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6. 빨간 램프 2번, 파란 램프 1번 점멸
메모리카드가 삽입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메모리카드가 정상인지, 또는 정확히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7. 전원(키온선)을 끈 후에도 카메라 표시등이 켜져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 종료하십시오.

8. 메모리 용량이 줄어듬
잠금파일은 수동으로 삭제하거나 포맷을 하지 않는 한, 계속 메모리에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상을 백업 후, 본체의 포맷 버튼
으로 메모리카드를 포맷해주십시오.

9. 지원되는 메모리카드 형식
파일 시스템 : FAT32 포맷, exFAT 포맷, 할당 크기 : 32KB
*MLC 방식의 메모리카드를 권장합니다.

10.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전원이 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을 종료한 후 리셋버튼을 누른뒤 재 시동을 해 주십시오.

